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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연을 눈앞에 놓여진 대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때론 몸과 하나된 자연 전체를 느끼고 그 열린 확장감을 경

험한다.  

갤러리JJ는 ‘그리기’를 중심으로 인간 탐구를 실천해오고 있

는 작가 서용선의 개인전을 다시 마련하였다. 이번에는 소나

무를 주제로 한다. 40여년전 그의 작업이 처음 널리 알려지

기 시작한 것은 일련의 <소나무> 회화 연작으로, 그것은 오

늘날 서용선 회화의 초석이자 출발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갤러리JJ에서 서용선의 전시로는 2018년에 자화상, 

그 이듬해에 콜라주 및 오브제 입체 작업, 그리고 2020년에 

약 1년 간의 빈 집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물이 

2021년에 《서용선의 생각: 가루개 프로젝트》전시로 이어지

고 책으로 출간이 되었다. 이들 전시는 각기 작가의 작업 방

식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였고, 이제 《서용선_회상, 소나

무》 전시는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작업의 근원을 들여다 보

고자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드로잉 2점을 포함한 2022년의 신작 소나

무 풍경 그림 9점을 새로 발표한다. 전시 구성은 데뷔작이라

고 할 수 있는 초기 1983년 소나무 연작을 필두로, 80년대부

터 최근 뉴욕에서 완성한 소나무 신작까지 19점을 선보인다. 

또한 초기 드로잉들과 당시 작가가 찍은 소나무 사진 자료

가 전시된다. 그동안 서용선의 ‘풍경’ 주제의 전시는 꽤 있었

지만, 소나무 주제로는 이번 전시가 처음이며 초기 자료와 

시기별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 기대할 만하다. 전

시는 초기 작가가 실험하고 모색하였던 회화적 비전으로 소

나무 풍경이 어떻게 당대성을 획득했으며, 그것이 던지는 오

늘날의 화두와 영향은 무엇인지 최근까지 전개된 변화 등에 

주목한다. 도대체 적잖은 수의 이들 소나무 풍경화는 우리에

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데뷔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소나무 그림들 사이에서, 관객은 그동안 서용선 작업으로 익

히 봐왔던 인물, 역사와 도시 삶의 이미지에서 한발짝 물러

나서 어쩌면 소나무에, ‘산수’ 혹은 ‘풍경’ 그림에, 우리를 둘

러싼 자연과 너머의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시선을 잠시 돌

려봐도 좋겠다.  

 

지금까지 서용선의 작업은 인간 삶의 조건과 현실에 관한  

 

 

 

 

 

 

 

 

 

 

주제에 천착하여, 투박한 형태와 강렬한 색채로 표현한 힘있

는 화면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것은 역사화 연작과 도시사

람들을 중심으로 신화와 전쟁, 풍경, 자화상 등으로 나타난다. 

작가는 단종의 비극적 삶을 비롯하여 역사의 주변부 인물들

과 오늘날 자신이 대면하는 현대도시 상황에 처해진 인간 

존재, 부조리한 삶의 현장에 내재한 메커니즘과 보이지 않는 

힘에 주목한다. 곧 역사 속 개인의 삶, 사회 시스템 속 특히 

대도시인 서울, 뉴욕, 베를린, 멜버른 등 지구촌 사람들이 살

아가는 모습을 끊임없이 탐색한다. 또한 ‘철암그리기’, ‘독도

그리기’부터 현재 전남 신안군의 작은 섬 암태도의 농협창고

에서 진행 중인 《암태소작항쟁 100년》 역사그리기까지 수많

은 현장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이나 삶

의 현장 체험이 바탕이 되기도 한다. 이는 자신이 마주하여 

몸에 새겨지는 현실이자 삶의 세계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실존적 물음이라고 하겠다. 인문학적 성찰과 탄탄한 

조형언어에 기초하여 80년대 이후 끈질기게 수행해온 이러

한 독보적인 형상성의 작업은 한국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며,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국내외 수많은 주요 미

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현재 우리 삶의 현실을 파고

드는 힘과 서사적 면모를 발휘하면서 그의 작업은 나날이 

주목받으며 컬렉션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1980년대 초반의 3년가량은 소나무 작업의 비중이 컸고 80

년대 중반부터 <노산군 일기>를 비롯한 역사화와 도시인 연

작들을 주로 내보이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현실 삶의 맥락

에서 전개되어 왔다. 이번 전시에서 소나무 작업은 1991년에

서 2009년으로 건너뛴다. 풍경을 테마로 하는 작업은 2009

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였기 때문이다. 당시 <산·수(山·

水)>(리씨갤러리) 전시는 작가의 풍경을 전통적 산수의 관점

으로 바라보았다. 작가가 그려온 풍경 역시 작가의 화폭에서 

그저 미적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적 삶의 

흔적이 깃든 자연 혹은 온전히 자신의 몸 감각으로 마주한 

낯선 자연풍광들이다. 

 

/전시에 나온 최근작 중 특히 담백한 구성의 <겨울소나무

>(2022) 그리고 <겨울산책>(2022), <소나무 아래에서>(2022) 

같은 경우, 보기에도 사람이 부재하던 예전의 소나무 작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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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르다. 풍경화보다 거리 인물 풍경 같고, 얼핏 자연의 소

나무와 인간이 함께 있는 전통 산수화를 떠올린다면, 산수화

의 현대적 버전인 듯 전통과 현대가 통합된 작업으로 보인

다.  

올가을에 작가는 뉴욕의 브루클린 작업실에서 머물렀다. 이 

작품들은 이때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떠올리면서, 그리

고 소나무로 연상되는 대표적인 전통 산수화인 이상좌의 <

송하보월도>를 기억하면서 탄생한 그림이다. 전체를 에워싸

는 적막한 공간, 오두마니 있는 사물과 사람에게 눈길이 간

다. 서용선은 주로 낯선 곳이나 여행지에서는 맨 먼저 자화

상을 그리는 편이다. 나그네로서 자신을 둘러싼 이국의 낯선 

환경이 불러일으키는 감정과 몸의 감각이 ‘세한도’ 속 추사

의 깊은 고독감으로, 혹은 휘영청 달빛 아래 홀로 앉아있는 

모습으로 포착하였으니 이들은 작가의 자화상일 수도, ‘산수

화’에 대한 오마주일 수도 있다. 기억된 산수화는 자신의 몸 

감각의 메타포로서 작용한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은 무한

한 세계를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예전에 작가가 했

던 말이 생각난다. 작품 속 ‘세한도’의 넓고 쓸쓸한 공간은 

심상의 표현이자 작가의 몸 감각이 길어낸 시공간적 깊이, 

자연의 깊이다. 이러한 산수화의 여백의 공간은 초기 흑백 

소나무 작품에서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던 아득한 하늘의 공

간감부터 시작된 일이다. 이 신작들은 이전의 소나무 풍경화

와 도시 인물의 주제가 복합된 새로운 형식의 그림이다. 작

가는 최근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삶의 세계에 초기의 관념적 

공간을 구현하는 산수화의 결을 다시금 꺼내어 담아낸다. 

작가가 프로젝트 작업 중 우연히 방문하게 된 소나무 분재

농장에서 그린 <암태도 소나무>(2022), 작업실이 있는 다릿

골을 배경으로 하는 <다릿골 소나무>(2022)가 있다. 작가는 

분재 형식의 나무 가꾸기, 정원 문화로부터 자연의 생명력과 

함께 인간의 욕망, 무한한 공간과 인간의 귀의처로서 자연을 

생각한다. 여백인 듯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배경의 푸른색과 

이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굽은 소나무 가지의 강한 대비

가 명쾌하게 눈길을 끈다. 이러한 구도로 뒤편의 무한한 하

늘, 자연의 깊이를 예고하는 방식은 산수화의 방식이자 직선

의 화면 분할의 구도로 시선을 소나무 뒤편으로 보내던 초

기 흰 배경의 소나무 그림과 통한다. 그림은 인간의 시선으

로 본 자연을 지나 그 너머의 세계로 향한다. 

작가는 늘 그래왔듯이 눈 앞에 있는 현상을 그대로 선입견 

없이 보여주려고 하며, 소나무라는 현실 속 대상을 매개로 

그 뒤편에 펼쳐진 하늘, 자신을 둘러싼 우주공간을 지향한다. 

이렇듯 세계를 지향하여 그 본질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40여

년전 초기 소나무 그림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러한 ‘판단 정

지’의 서구 현상학적 태도는 현재까지 서용선 작업의 특징이 

된다. 

 

/위의 최신작들은 제목에서 이미 인간 현실을 명시하는 듯한 

반면, 초기에는 일괄적으로 <소나무>, <숲> 같이 대상에 집

중한 제목이다. 화면 또한 원색 대비가 선명한 최근작에 비

해 유화로 제작된 83년의 <소나무>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전면으로 배어 나오는 듯한 은은한 빛의 느낌이 뒤쪽 공간

을 멀리 확장시키면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어 자연의 초월성

이 예감되고 관념적이다. 2009년에는 빛의 대비가 점차 강하

여 추상성이 느껴진다. 

이렇게 작업의 주제가 삶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기 이전의 

과도기적 소재가 소나무로, 막 등단한 청년기의 작가로서 탐

색하는 조형성에 관한 전략과 특유의 인문학적 성찰은 소나

무 풍경화에서부터 비롯된다. 작가는 사실 풍에 가까운 단색

조의 소나무 연작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82년 동아미술

제에서 상을 받은 <하늘Ⅰ>과 그 연작, 그리고 국립현대미

술관에 <소나무>(1983년) 드로잉, <소나무>(1984)가 소장품

이 되었다. 이러한 초기 모노톤의 작품은 일련의 원근법이나 

즉물성을 보이는 동시에 세계를 지향하는 현상학적 태도로

써 소나무를 에워싸는 흰색의 공간이 번지는듯 고조되면서 

은연 중에 여백이 있는 전통 산수화의 공간을 연상시킨다. 

전시에 나온 흰 배경의 83년 <소나무>에서 보듯이, 당시 소

나무 연작은 화면 분할로써 시선을 이동시키는 동시에 현실 

공간과 평면적 회화 공간의 갈등을 해소하였고, 곧 이어서 

작업은 왜곡된 터치의 형태와 원색의 색조로 이를 해결해 

나간다.  

 

작가에 의하면, 이러한 초기 흑백 소나무 작업은 전통 산수

화에 대한 생각, 그리고 흑백사진 매체에 대한 관심에서 비

롯되었다. 거기에는 회화의 평면성에 대한 고민, 서구 정신과 

한국 전통에의 갈등, 존재와 인식의 문제 같은 것이 놓여있

었다. 서양화라는 서구 매체에서 우리 전통적 정신을 다루고

자 작가가 선택한 소재가 소나무였다. 우리 주위에 흔하게 

보이는 소나무는 한국인의 상징체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 그것은 십장생 중의 하나로 변하지 않는 색과 생명력

으로 보편성, 동양인들의 세계관을 반영하며, 또한 사군자와 

함께 문인화, 동양 수묵화의 소재로 한민족의 정서를 간직하

고 있다. 당시 사회는 전통 산수화에 대한 관심이 거의 사라

졌고 작가 자신 역시 서양화의 길을 선택하였으나 오히려 

그때 중국 명말청초 시대의 화가인 석도의 소나무 그림, 간

송미술관 전시 등을 통해 동양 산수화 정신, 그리고 우리의 

진경문화, 조선성리학과 산수의 관계 등을 스스로 알아가면

서 전통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회상한다. 서로 다른 

사유와 경험에서 나오는 동서양의 감각 사이에서, 살면서 몸

에 밴 것들에 대한 궁금증과 선택이었다. 특히 작가가 인상 

깊게 체험한 석도의 소나무 그림들은 우주의 깊이를 보여주

고 세계와 이를 관조하는 화가의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자연관에서나 미학에서나 서양의 풍경화와 동양의 산수화는 

다르다. 서용선의 소나무 풍경은 유한한 대상 너머 전체 우

주의 생기를 표현하려고 했던 전통 산수화의 정신이 은연 

중에 반영되어 있다. 초기 소나무 풍경의 비가시적 공간은 



 

이렇게 기운생동하는 수묵화의 먼 공간과 시간으로부터 한 

갈래가 나온다.  

 

한편 소재는 동양 정서에서 가져왔지만 초기 흑백 표현은 

직접적인 한국적 정서라기보다 작가가 당시 관심을 기울였

던 사진 매체에 기인한다. 그 당시 한국에 수용된 서구 미니

멀리즘과 모노크롬식 회화에는 동양 선사상의 단순한 색감

과 한국적 정서가 접목되어 엷고 깨끗한 색채 경향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작가는 당시 흑백 사진의 인화 과정에서 

흑백 데생의 느낌이 드는 소나무 이미지의 느낌을 회상한다. 

그것은 수묵산수화의 미감과 동시에 부드럽고 매끄러운 표

면 감각의 현대적 새로움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학업 시기인 70년대 후반에 한국 미술계는 모더니즘의 

극단에서 미니멀리즘, 포토 리얼리즘이 회화의 한 양상이었

다. 이때의 초기 소나무 연작들은 드로잉도 했지만 처음에는 

사진을 보고 그린 것이다. “흑백사진 매체가 렌즈를 통과하

는 빛을 매개로 세계 내 현상을 거머잡는 방법”이라는 것, 

기록으로서의 사진 이미지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다. 

“내가 그린 초기의 소나무는 실제 자연에서 그려낸 소나무가 

아니고, 소나무라는 개념과, 사물을 보면서 내 몸에서 일어나

는 현상, 혹은 형태 인식에 대한 실제세계와 그것을 받아들

인 지각적 감각에 대한 관계를 ‘그림 그리기’라는 과정을 통

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었다.” –작가노트, 2022.10-  

오래지 않아 작가는 자연풍경을 개념 등의 선입견 없이, 직

접 살아 움직이는 몸 감각으로 만나고 표현하면서 작품은 

표현적 색채와 물성을 드러낸다. 인간이 보는 세계는 그것을 

감각하고 사유하는 인간의 몸과 분리될 수 없다. 소나무 풍

경화는 몸의 만남과 사유를 통해 광활한 우주공간의 깊이를 

느끼고, 현실 풍경을 보편적 속성으로 재구축하고자 한다. 

서용선은 이렇게 풍경 장르, 구상, 한국 전통이라는 어찌 보

면 당시 모더니스트로서 가장 진부하고 취약한 조건으로, 하

지만 그들을 인문적 태도로써 동서양의 시각으로 미묘하게 

엮어내며 실험한 독특한 분위기의 소나무 풍경화를 통해 주

위에 만연한 일련의 한국적 모더니즘을 넘어서려고 했다. 자

연과 인간, 산수화 전통과 서구 풍경화, 회화공간과 현실공간 

사이에서 서성거리는 그 특유의 조형어법은 오늘날 풍경화

로, 역사화와 도시 그림으로 녹아들었고 삶을 탐색하는 여정

으로 여전히,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다시 <겨울 소나무> 등 최근작으로 돌아와서, 새삼 산수화

의 회상을 꺼내 든 것에 대해 작가는 “오랜 시간이 흐른다면, 

이러한 그림에 대한 공감과 애착은 휩쓸려오는 새로운 과학

문명에 대한 어떤 저항감이나 과학문명이 놓치고 있는 삶의 

리듬을 유지하려는 자의식의 발동일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 

우리 삶에 있어서 자연이라는 문제는 어떠한가. 도시화로 사

람들이 잃어가는 것, 자연과의 소통이 절실해지며 더욱이 요

즈음 글로벌적 자연환경 문제와 디지털 환경하에 풍경화 장

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느껴지고 또 번성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낭만주의를 지난 지 오랜 지금, 안젤름 키

퍼의 새로운 낭만주의적 풍경이나 데이비드 호크니의 포스

트-팝 풍경에서부터 사라 휴즈나 줄리 머레투의 추상적 지형

까지 풍경에 대한 생각과 표현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작가의 언급은 의미심장하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소나무 작품들이 말을 걸어온다. 과거와 

현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몸과 자연 그 시

공간적 깊이에서… 그림은 소나무 너머 우리가 몸담은 자연

을 연결하고 광활한 우주로 확장된다. 이번 전시는 소나무 

그림을 발표한 지 40여년이 지난 지금, 서용선 작업의 축적

된 깊이만큼 새로운 화두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최근에 나는 내 그림그리기의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초기의 흑백 소나무의 흰색 여백이 은연 중 산수

화 여백과 나의 감각이 미치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지향성

의 표현이다. 이후의 소나무 그림들은 붉은색 소나무 줄기와 

짙은 녹색이 뒤섞인 강한 원색의 그림들이다. 소나무 그림들

은 주관적인 표현으로 흘러갔다.” –작가노트, 2022.10- 

 

 

 

 

 

 

 

 

 

 

 

 

 

 

 

 

 

 

 

 

 

 

 

 

 

 

 

 

 



 

서용선 (B.1951)  Suh Yongsun  

1982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M.F.A) 

197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B.F.A) 

 

주요 개인전 (2013~) 

2022 서용선: 회상, 소나무, 갤러리JJ, 서울 

2021 서용선의 생각: 가루개 프로젝트, 갤러리JJ, 서울 

서용선의 마고이야기: 우리 안의 여신을 찾아서, 서울여성역사

문화공간 여담재, 서울 

 만첩산중(萬疊山中) 서용선 회화(繪畵), 여주미술관, 여주 

2020 직관적 사유로서의 선_서용선 종이그림, 올미아트스페이스, 서울 

 서용선 개인전 ‘고구려, 산수’, 갤러리이마주, 서울 

2019 서용선의 머리_갈등, 갤러리JJ, 서울 

 통증, 징후, 증세: 서용선의 역사 그리기,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서용선, 속도의 도시, Niche Gallery, 도쿄, 일본 

Utopia’s Delay: the Painter and the Metropolis by Suh Yongsun, 

Mizuma, Kips & Wada Art, 뉴욕(NY), 미국 

2018 서용선의 자화상: Reflection, 갤러리JJ, 서울 

Suh Yongsun: City and History of the Landscape, MK Gallery, 비엔

나(VA), 미국 

2017 My Place, Gallery Fukuzumi, 오사카, 일본 

Suh Yongsun: 37 rue de Montreuil Paris / 222 main Street New 

Jersey, Galerie La Ville A des Arts, 파리, 프랑스  

 Suh Yongsun: Crossing Worlds, Art Mora Gallery, 뉴욕(NY), 미국  

2016 色과 空–서용선, 김종영미술관, 서울  

 확장하는 선-서용선 드로잉, 2016아르코미술관 대표작가전,  

 아르코미술관, 서울 

2015 서용선의 도시 그리기 – 유토피즘과 그 현실 사이, 금호미술관/

학고재갤러리, 서울 

2014 서용선의 신화_또 하나의 장소 – 이중섭미술상수상 기념전,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체화된 것들 – 자화상과 풍경들, Gallery Fukuzumi, 오사카, 일본 

 역사적 상상 – 서용선의 단종실록,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서용선, 독일학술교류처(DAAD), 본, 독일 

2013 기억·재현: 서용선과 6.25, 고려대학교박물관, 서울 

 

주요 그룹전 (2017~) 

2022 기억의 장면들, 두남재아트센터, 서울 

 그림의 탄생,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남한의 산, 북한의 산, 산악문화체험센터, 서울 

 우리가 마주한 찰나, 수원시립미술관, 수원 

 PEACE for CHILD: 전쟁 속 어린이를 위한 평화의 기도,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서울 

 Hi-story.gif, 자하미술관, 서울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전 “공감共感-한국현대미술을 바라보다”, 

주중한국문화원, 베이징/ 광저우미술대학교 미술관, 광저우, 중

국 

 미니멀리즘-맥시멀리즘-메커니즈즈즘 1막-2막, 아트선재센터,  

 서울 

2021 DMZ이후 대지의 숨결,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할아텍 철암그리기 20주년 기념전, 태백석탄박물관 기념전시실, 

태백/ 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 

 여수국제미술제 ‘흐르는 것은 멈추길 거부한다’,  

 엑스포컨벤션센터 전시홀, 여수 

전방(前方): 20인의 예술가가 전하는 한반도 평화이야기, 오두산

통일전망대 기획전시실, 파주 

 시대와 개성, 해든뮤지움, 인천 

한국 스페인 특별전 ‘마주하는 풍경, 일상의 시선’, 소마미술관, 

서울 

 신자연주의: 리좀이 화엄을 만날 때,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2020 ㄱ의 순간,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서울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편의 시, 부산비엔날레, 부산현대미술관 

외, 부산 

 이른 봄나들이 - 예술가의 작업실, 여주미술관, 여주 

2019 수원화성 프로젝트 ‘셩: 판타스틱 시티’, 수원시립미술관, 수원                              

 불멸사랑, 일민미술관, 서울 

Microcosmo: Visioni di paesaggi contemporanei dal mondo, 

Museo di Palazzo Doria Pamphilj, Valmontone, 로마, 이탈리아                  

2018 바다와 섬, 상하이한국문화원, 상하이, 중국      

A New Era of Peace and a Peaceful Land, Grebel Gallery at 

Conrad Grebel University College, 워털루, 캐나다 

 We the People, Ozaneaux Art Space, 뉴욕(NY), 미국  

 베트남에서 베를린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7 Two Reflections: Korean and American Artists Confront Humanity 

and Nature, 워싱턴한국문화원, 워싱턴D.C., 미국 

 풍경 표현, 대구미술관, 대구 

Commodity & Ideology, Klapper Hall Art Gallery, Queens College, 

뉴욕(NY), 미국 

 

수상 

2016  아르코미술관 대표작가, 아르코미술관, 서울 

2014  이중섭미술상,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2009  올해의 작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84  제6회 중앙미술대상 특선, 중앙일보, 서울 

1982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 동아일보, 서울 

1978  제1회 중앙미술대상 특선, 중앙일보, 서울 

 

주요 레지던시 

Torpedo Factory Art Center, 알렉산드리아(VA), 미국 

Art Mora 레지던시프로그램, 뉴저지(NJ), 미국 

시드니대학교 레지던시프로그램, 시드니, 호주 

RMIT 대학, 멜버른, 호주 

버몬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버몬트(NY), 미국 

 

작품 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 수원시립

미술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미술관, 고려대학교박물관, 충청대학교, 

OCI미술관, 모란미술관, 국방대학교박물관, 양평군립미술관, 인천아트플

래폼미술관, 포스코, 동서문학, 호주 모나쉬대학교, 싱가폴 우관중미술관

갤러리,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미 외 다수 

 


